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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근린생활권 측면에서의 녹지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대구광
역시 남구에 위치한 공원를 대상으로 공원별 법적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도시공원의 녹지서비스 공
급지역과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선정하
고 이를 기준으로 녹지서비스 공급지역을 분석하여, 향후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행정구역 대비 서비스 면적률을 비교하였을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16개 공원에 의
한 녹지서비스가 충분한 지역은 대명6동(94.4%) 및 대명5동(92.3%)이었고, 녹지서비스가 취약
한 지역은 이천동(1.6%)과 대명10동(24.1%)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남구에 계획되어있는 12
개의 미집행공원이 조성된다면 이천동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88.6%로 향상되고, 관공서와 학교
를 중심으로 녹지공간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대명10동 역시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40.1%로 향상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는 녹지정책
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도시공원, 녹지공급지역, 녹지취약지역, 유치거리, 미집행공원, 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atial accessibilities to urban greens considering the 

catchment areas of urban parks to improve those areas with lower spatial accessibility in 

the neighborhood units. Nam-gu in Daegu was selected as the study area. I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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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nalysis of 16 existing parks, Daemyung6-dong and Daemyung5-dong had high 

ratios of green service area to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values of 94.4% and 92.3%, 

respectively. Low ratios of green service area(vulnerable area of green service) were 

recorded in Icheondong(1.6%) and Daemyung10-dong(24.1%). However, the ratio of 

Icheondong may increase by 88.6%, when the 12 unexecuted urban parks are established. 

The ratio of Daemyung10-dong can also increase up to 40.1% by establishing green 

spaces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government offices and schools. This study suggests 

possibilities to improve the spatial accessibilities to urban parks and indicates the policies 

required for enhancing the even distribution of green spaces. 

KEYWORDS : Urban Park, Green Service Area, Green Vulnerable Area, Catchment Area, 

Unexecuted Park, GIS

서  론

도시의 오픈스페이스(openspace)는 도시 내

에서 자연과 오락의 장을 공급하고 인공 및 자

연재해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도시미화, 생

태계 기능, 도시 건강성 유지의 역할을 담당한

다(Ahn et al., 1991). 이 중 도시공원은 대표

적인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써 누구에게나 접

근이 용이한 공간이고, 도시민에게 다양하고 긍

정적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Shin, 

2010)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은 도시공원이 주는 다양한 서비스

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

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되는 기반시설로써,「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해 도

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이다. 도시공

원을 계획할 때는 공정하게 도시공원 이용이 

이루어지도록「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원녹지의 공간적 배분과 질적 수준에 

있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과 다양성 

원칙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

부분 도시들이 인구에 비례한 공원면적의 양적

인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거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내 공원

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상에서의 공원이용 증진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Son and 

Ahn, 2013).

2013년 환경부에 의해 분석된 전국 7개 광역시

의 녹지면적을 살펴보면(Ministry of Environment, 

2014), 대구광역시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총 

녹지면적(산림지역 및 초지)이 61.1%로 울산

(69.8%)에 이어 두 번째로 녹지비율이 높은 

광역시로 분석되었다. 공원면적에 있어서도 1인

당 계획공원면적이 32.04㎡(2013년 12월 기준)

으로 높은 편이다(Daegu Metropolitan City, 

2014b). 하지만, 전체 공원 중 자연공원 및 도

시자연공원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높으며, 시

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가능한 도시공원(근

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및 기타 주제공원)

의 조성면적이 5.63㎡/명(2013년 12월 기준)

으로(Daegu Metropolitan City, 2014b), 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1인당 

6㎡에 미치지 못한다. 즉, 앞으로의 녹지계획은 

인구에 비례한 공원면적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용가능한 도시공원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 생활

권에서 공원을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녹지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도시공원의 공정한 이용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배분계획이 필요

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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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권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Son and Ahn(2013)은 대구광역시의 근

린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서비스권역과 주

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하였다. Seo and Jun(2011) 역시 대구광역시

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간통계학적 분포 특

성에 기초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

평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량적인 도시

공원정책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과정의 문제점

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1)은 대구광역

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2개 근린공원과 4

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확률적 중력모형을 

활용해 도시공원의 서비스 제공량을 추정하고 

도시공원의 공간적인 불균형을 평가하였다. 

Lee and Lee(2010) 및 Lee and Jung 

(2012)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확률적 중

력모형, 서비스공급량 분석을 통해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대구광역시 녹지의 공급적성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접근성

과 형평성 분석을 통해 학교가 버려진 부지 등 

자투리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방

안 마련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Shin(2009)은 

도시공원 분포의 사회적 형평성 연구에서 GIS

와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근린공

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남시의 공원이 사회

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포되지 않았으며, 도시내 

버려진 부지, 학교 등을 활용해 도시공원의 서

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였다. Song et al.(2013)은 경기도 수원시

를 대상으로 250m를 기준으로 하여 공원·녹

지 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원·녹

지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서비스 소외지역의 공

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녹지서비스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공간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접

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지서비스 권

역 및 녹지취약지역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녹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학교, 

자투리 공간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만

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 유형이 고려되지 않아 일상 생

활권에서의 녹지서비스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8개 행정구역 

중 가장 높은 1인당 공원면적률을 가지고 있지

만, 대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인당 근린생활공원면적은 가장 낮은 

‘남구’를 대상으로, 근린생활권 측면에서의 

녹지취약지역을 분석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린

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및 문화공원에 대한 

공간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공원

의 법적 유치거리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녹지

서비스 공급지역과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을 분

석하였다. 또한,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에 녹지공

간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이

를 다시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대구광역시의 8개 구·

군 중 하나인‘남구’로, 총 13개의 동으로 구

성되어 있다(그림 1). 대구광역시의 중앙에 위

치한 남구의 총 면적은 17.44㎢로 중구, 서구

에 이어 대구광역시에서 3번째로 적은 면적을 

가진 행정구역이다. 2013년 12월 기준 총 

167,020명의 인구(Daegu Metropolitan City, 

2014a)가 거주하고 있어 대구광역시의 8개 행

정구역 중 4번째로 높은 인구밀도(9,576.8명/

㎢)를 가지고 있는 남구는 중구와 더불어 주거

지역(46.4%)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반

면, 상업지역(6.0%)과 공업지역(0%)은 낮은 

비율을 가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 주거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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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Jung-gu Dong-gu Seo-gu Nam-gu Buk-gu Suseong-gu Dalseo-gu Dalseong-gun

Urban park area ratio (%) 9.64 3.29 2.03 12.18 40.74 1.64 31.29 19.16 8.12

Urban park area ratio, exclusive 
of urban natural parks (%)

7.25 2.94 6.42 1.84 0.67 3.32 8.73 6.62 34.73

(Source: Daegu Metropolitan City, 2011)

TABLE 2. Urban park area ratio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Daegu   

FIGURE 1. Study area

Administrative 
District

Population Area

Urban area
Non-urban 

areas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Industrial area Green area

Person Person/㎢ ㎢ % ㎢ % ㎢ % ㎢ % ㎢ % ㎢ %

Jung-gu 76,963 10,901.3 7.06 0.80 3.38 47.9 3.12 44.2 - - 0.56 7.9 - -

Dong-gu 345,347 1,895.8 182.16 20.62 20.91 11.5 3.71 2.0 0.81 0.4 121.43 66.7 35.3 19.4 

Seo-gu 217,550 12,538.9 17.35 1.96 7.62 43.9 1.29 7.4 4.08 23.5 4.36 25.1 - -

Nam-gu 167,020 9,576.8 17.44 1.97 8.10 46.4 1.05 6.0 - - 8.29 47.5 - -

Buk-gu 448,841 4,770.8 94.08 10.65 19.23 20.4 3.68 3.9 3.81 4.0 67.36 71.6 - -

Suseong-gu 462,471 6,048.5 76.46 8.65 18.36 24.0 1.85 2.4 - - 56.25 73.6 - -

Dalseo-gu 618,613 9,923.2 62.34 7.06 20.88 33.5 2.44 3.9 11.38 18.3 27.64 44.3 - -

Dalseong-gun 188,085 440.9 426.59 48.29 22.42 5.3 1.43 0.3 19.63 4.6 332.81 78.0 50.3 11.8 

Total 2,524,890 2,857.9 883.48 100 120.9 13.7 18.57 2.1 39.71 4.5 618.70 70.0 85.6 9.7 

(Source: Daegu Metropolitan City, 2014a)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Daegu

성이 가장 뚜렷한 행정구역이다(표 1). 즉, 일

상생활권 내에서 쉬운 접근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구는 8개 행정구역 중 1인당 생활

권 공원에 대한 면적이 가장 낮은 행정구역이

다. 남구의 도시전체 공원·녹지면적율은 

40.74%로 도시전체 공원·녹지율이 다른 행정



도시공원 유치거리를 고려한 녹지취약지역 분석 / 엄정희 · 이윤구 121

Types Area Effective distance
Exisitng parks
in Nam-gu1)

Parks in 
residential area

Small park Unlimited Unlimited O

Children's park More than 1,500㎡ Less than 250m O

Neighborhood 
park

Neighborhood park serving 
for neighborhoods

More than 10,000㎡ Less than 500m O

Neighborhood park within 
walking distance

More than 30,000㎡ Less than 1,000m X

Neighborhood park serving 
for urban regions

More than 100,000㎡ Unlimited X

Neighborhood park serving 
for multi-regions

More than 1,000,000㎡ Unlimited X

Theme park Historic park Unlimited Unlimited X

Cultural park Unlimited Unlimited O

Waterside park Unlimited Unlimited X

Graveyard park More than 100,000㎡ Unlimited X

Athletic park More than 10,000㎡ Unlimited X

Urban agricultural park More than 10,000㎡ Unlimited X

Other parks designated by ordinance Unlimited Unlimited X

1) Constructed park. Unconstructed parks that are currently undeveloped are not included.
(Sourc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TABLE 3. Types and legal basis of urban parks 

구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표 2), 도시

자연공원구역인 앞산공원이 도시공원면적의 

9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근린생활

권 공원·녹지는 미흡한 실정이다(Daegu 

Metropolitan City, 2011). 또한, 남구는 근린

공원의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적은 행정구역이다. 남구 인구의 86.92%가 근

린공원 유치거리 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거주민이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

능 인구도 대구광역시의 8개 행정구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Son and Ahn, 2013). 

2. 연구 범위 

일상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

시공원의 녹지서비스 공급 지역과 녹지서비스 

취약 지역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구내 도시공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의해 도시공원은 그 기

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제1호)과 주제

공원(제2호)으로 구분되며, 생활권공원은 소공

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주제공원은 역사

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구분된다.

법적인 도시공원 중 본 연구에서는 남구에 

존재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

공원 및 문화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서비스지역 

및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표 3). 또한, 공원서

비스 공급지역 및 취약지역은 공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법적 유치거리(동법 시행규칙 별

표 3)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산정할 때 도시자연

공원구역을 제외하기 때문에(동법 제2조 제3

호), 남구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인‘앞산

공원’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 과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공원의 녹

지서비스 공급지역 및 취약지역을 분석하기 위하

여 그림 2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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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flowchart showing the research process and involved methods

구광역시 수치지도로부터 추출한 남구 공원 데이터

를 기본으로 하여,『2014년 대구광역시 공원·유

원지·녹지현황』(Daegu Metropolitan City, 

2014b) 자료와 Daum 지도에서 제공하는 고해

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남구의 조성 및 미

조성 공원에 대한 공간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공

간자료별 면적, 인구, 공원유형 등 속성자료를 

구축하였다. 자료의 구축 및 분석에는 ESRI사

의 ArcGIS ver.9.3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남구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규모별 

유치거리를 적용하여, GIS 프로그램의 Buffer 

기능을 활용하여 동별 도시공원의 녹지 서비스

지역 및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공원의 녹지서

비스 지역 분석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에 제시된 유형별 도시공원의 유치거

리를 참조하였다. 유치거리 내에 속하는 지역은 

녹지서비스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판단하

고, 유치거리 내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녹지서

비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 즉 녹지취약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린공원

은 반경 500m를, 어린이공원은 반경 250m를 

기준으로 녹지서비스 지역을 분석하였다. 법률

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소공원과 문화공원의 

유치거리는 면적을 고려해 부여하였는데, 

13,810㎡ 면적의 문화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

공원(10,000㎡ 이상의 규모)의 유치거리인 

500m를, 1,005㎡의 소공원은 어린이공원

(1,500㎡ 이상의 규모)의 유치거리인 250m를 

적용하였다. 조성계획은 있으나 현재까지 미조

성된 공원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조성 및 미조성 공원의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각 동별 녹지 서비스지역과 취약지역의 

면적 및 동별 면적당 녹지서비스율을 산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수치지도로부터 대구광역시에

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 및 학교숲 

프로젝트를 통한 녹지조성이 가능한 후보공간

인 공공기관(남구청, 주민센터) 및 학교를 추출

한 후, 항공지도를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 과정

을 통해 DB를 구축하였다. 공공기관과 학교는 

공원과 동일한 녹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접근성과 보편성의 관점에서 어린이공

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녹지공간 후보지역의 녹지서비스는 어린이공원

과 동일한 250m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남구의 공원 분포 현황 분석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공원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총 29개의 공원 중 근린공원은 총 4곳으

로 조성 및 미조성 공원이 각각 2개소이다. 그 

중 본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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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o. Area(㎡)
Constructed park Unconstructed park

No. Area(㎡) No. Area(㎡)

Total 29 3,752,043.8 17 3,637,109.8 12 114,934.0

Neighborhood park 4 3,699,285.0 21) 3,604,848.01) 2 94,437.0

Children's park 18 32,060.8 13 17,446.8 5 14,614.0

Small park 6 6,888.0 1 1,005.0 5 5,883.0

Cultural park 1 13,810.0 1 13,810.0 0 0
1) The urban natural park (Apsan Park; 3,585,390㎡) is included. The area of the neighborhood park considered in this study is 19,458㎡.

(Source: Daegu Metropolitan City, 2014b)

TABLE 4. The state of parks in Nam-gu

FIGURE 4. Representative types of parks in Nam-gu

(a) Constructed parks (b) Unconstructed parks

FIGURE 3. The state of parks in Nam-gu



Analysis on Green Vulnerable Areas Considering the Catchment Area of Urban Parks124

FIGURE 5. Green service areas of 

constructed parks in Nam-gu

      

FIGURE 6. Green service areas of 

unconstructed parks in Nam-gu

구역인 앞산공원이 조성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근린공원은 총 3개소

이다. 미조성 근린공원 2개소는 현재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반환 이후 근린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어린이공원은 총 

18개소로 13곳이 조성되어 있고 미조성된 곳

이 5곳이다. 반면, 소공원은 계획된 6개 공원 

중 1개소만 조성되어 있고, 5개 공원은 미조성

되어 있다. 1개의 문화공원은 조성이 완료되었

다. 그림 3은 남구의 조성 및 미조성 공원의 분

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명1동, 대명2동, 대명

5동, 대명6동, 대명9동 및 대명11동은 2개 이

상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명10동, 이천

동, 봉덕2동에는 조성된 공원이 분포해있지 않

았다. 다만, 이천동과 봉덕2동에는 각각 2개의 

미조성공원이 분포해 있다. 동별 조성 및 미조

성 공원의 개수는 동의 면적에 비례하지는 않

았다. 그림 4는 남구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의 

유형별 대표 사례이다.

2. 공원의 녹지서비스 및 녹지취약 지역 분석

1) 조성공원에 대한 녹지서비스 분석

남구 도시공원 중 현재 조성되어 있는 16개 

공원(근린공원 1개, 어린이공원 13개, 소공원 

1개, 문화공원 1개)을 대상으로 조성공원의 녹

지서비스 및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그림 5 및 

표 5는 조성공원의 녹지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이다. 행정구역 대비 서비스 면적률을 비교하였

을 때, 대명6동(94.4%), 대명5동(92.3%), 대

명11동(88.7%) 및 대명1동(81.2%)은 조성공

원에 의한 녹지서비스가 충분한 지역이고, 반면 

대명3동(43.2%), 대명4동(36.5%), 봉덕1동

(29%), 대명10동(24.1%)은 조성공원에 의한 

녹지서비스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하

로, 녹지서비스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천동은 조성공원에 의한 녹지서비스율

이 1.6%으로, 남구의 13개 동 중에서 녹지서

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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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Green Service 
Area(㎡)

Green Service 
Ratio(%)

Rank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Green Service 
Area(㎡)

Green Service 
Ratio(%)

1 Daemyeong6-dong(D6) 1,536,720 1,450,140 94.4 8 Bongdeok3-dong(B3) 3,070,017 1,616,693 52.7

2 Daemyeong5-dong(D5) 672,577 621,035 92.3 9 Daemyeong3-dong(D3) 987,405 426,098 43.2

3 Daemyeong11-dong(D11) 851,990 755,361 88.7 10 Daemyeong4-dong(D4) 734,640 267,842 36.5

4 Daemyeong1-dong(D1) 479,061 389,068 81.2 11 Bongdeok1-dong(B1) 516,548 149,690 29.0

5 Daemyeong9-dong(D9) 3,168,488 2,487,648 78.5 12 Daemyeong10-dong(D10) 522,968 126,217 24.1

6 Bongdeok2-dong(B2) 3,059,633 2,204,788 72.1 13 Icheon-dong(I) 1,023,728 16,509  1.6

7 Daemyeong2-dong(D2) 888,344 476,950 53.7

TABLE 5. Green service ratio of primary divisions(dong) by constructed parks in Nam-gu 

Rank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Green Service 
Area(㎡)

Green Service 
Ratio(%)

Rate of 
increase(%)*

Rank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Green Service 
Area(㎡)

Green Service 
Ratio(%)

Rate of 
increase(%)*

1 D5 672,577 670,069 99.6 7.3 8 D9 3,168,488 2,487,648 78.5 0.0

2 D6 1,536,720 1,450,140 94.4 0.0 9 B3 3,070,017 2,231,936 72.7 20.0

3 D11 851,990 755,361 88.7 0.0 10 B1 516,548 288,013 55.8 26.8

4 I 1,023,728 907,450 88.6 87.0 11 D3 987,405 470,138 47.6 4.5

5 D1 479,061 389,068 81.2 0.0 12 D4 734,640 268,140 36.5 0.0

6 B2 3,059,633 2,473,055 80.8 8.8 13 D10 522,968 126,217 24.1 0.0

7 D2 888,344 709,552 79.9 26.2

* Increasing rate of green service area by creating urban parks in unconstructed park sites

TABLE 6. Green service area by creating urban parks in unconstructed park sites in 

Nam-gu 

2) 미조성공원을 포함한 녹지서비스 분석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집

행된 공원은 남구에 12개소(근린공원 2개, 어

린이공원 5개, 소공원 5개)가 있으며(표 4), 이

러한 장기 미조성공원의 개발에 따른 녹지서비

스를 분석하였다. 그림 6은 미조성공원의 녹지

서비스 지역을 공원의 유치거리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미집행 공원의 조성에 따라 이천동, 봉

덕2동, 봉덕3동 등 행정구역의 동쪽을 중심으로 

녹지서비스 면적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및 그림 7은 미집행공원의 조성시 남구

의 녹지서비스 가능 지역을 종합한 것이다. 남

구의 13개 동 중 9개 동에서 미조성 공원을 포

함한 도시공원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70%이

상을 차지하며, 그 중 대명5동(99.6%)은 면적

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뒤이어 대

명6동(94.4%), 대명11동(88.7%)이 녹지서비

스가 높은 동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명5동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다양한 공원

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높

을뿐만 아니라 녹지서비스의 중복이용 역시 가

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50%이하로 취약한 동은 미조성공원의 녹지서

비스 면적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대명3동

(47.6%), 대명4동(36.5%), 대명10동(24.1%)

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대명3동은 미조성공원

으로 인해 녹지서비스의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미조성공원의 집행으로 인해 녹

지서비스 면적의 변화가 가장 큰 동은 이천동

(87%)이며, 다음으로 봉덕1동(26.8%), 대명2

동(26.2%), 봉덕3동(20.0%)이다. 특히, 이천

동은 조성공원에 의한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가

장 낮은 동(1.6%)이었으나, 미조성 공원을 녹

지공간으로 조성한 후 88.6%의 녹지서비스 면

적률을 가지게 되므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이 지역거주민의 녹지서비스 향샹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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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Green Service 
Area(㎡)

Green Service 
Ratio(%)

Rank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Green Service 
Area(㎡)

Green Service 
Ratio(%)

1 Daemyeong5-dong (D5) 672,577 672,577 100.0 8 Daemyeong11-dong (D11) 851,990 759,499 89.1 

2 Daemyeong2-dong (D2) 888,344 884,373  99.6 9 Bongdeok2-dong (B2) 3,059,633 2,712,662 88.7 

3 Daemyeong1-dong (D1) 479,061 467,115  97.5 10 Bongdeok3-dong (B3) 3,070,017 2,618,546 85.3 

4 Daemyeong9-dong (D9) 3,168,488 3,088,269  97.5 11 Bongdeok1-dong (B1) 516,548 422,922 81.9 

5 Daemyeong6-dong (D6) 1,536,720 1,481,824  96.4 12 Daemyeong3-dong (D3) 987,405 682,678 69.1 

6 Icheon-dong (I) 1,023,728 962,193  94.0 13 Daemyeong10-dong (D10) 522,968 335,692 64.2 

7 Daemyeong4-dong (D4) 734,640 669,769  91.2 

TABLE 7. Green service area of available areas for park construction as well as 

constructed and unconstructed parks in Nam-gu 

FIGURE 7. Total areas of green service 

by constructed and unconstructed 

parks in Nam-gu

3. 공원의 녹지서비스 개선 가능 지역 분석

녹지정책을 통한 생활권 녹지공간의 조성이 

녹지서비스지역 확대 및 녹지취약지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대구광역시에

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녹지정책인‘담장

허물기 사업’과‘학교숲 사업’을 통해 조성

할 수 있는 녹지공간 후보지역을 분석하였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개별주택을 포함한 골

목단위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 및 녹

지공간을 조성하여 골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으로 주요 대상지는 도심내 관공서, 주택, 종교

시설 등이며,‘학교숲 사업’은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푸른자연환경

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은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개

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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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vice areas by park construction (b) Total green service areas

FIGURE 8. Available green service areas by park construction and total green service areas 

in Nam-gu

본 연구에서는 녹지조성 후보지역으로 녹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에 유리한 공공기

관(남구청 및 주민센터)과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수치지도 및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DB

를 구축하였다. 그림 8은 공공기관과 학교를 기

반으로 한 녹지정책을 통해 향후 녹지서비스가 

가능한 지역(a)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및 

미조성 공원의 녹지서비스 지역을 종합(b)한 

결과이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및 미조성 공원의 

녹지서비스 가능 지역과 향후 녹지서비스 개선

이 가능한 지역을 종합하였을 때(표 7), 녹지서

비스 지역이 100%인 대명5동을 포함해서 7개

의 동이 녹지서비스 면적률 90%이상을 나타내

었다. 가장 낮은 녹지서비스 면적률은 대명3동

(69.1%)과 대명10동(64.2%)으로 분석되었다. 

4. 동별 녹지서비스 면적률 비교

표 8은 조성공원을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녹

지서비스 면적, 향후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에 

따라 확보가능한 녹지서비스 면적, 공공시설과 

학교 등 녹지공간 후보지역에 대한 녹지사업 

실현을 통해 확보가능한 녹지서비스 면적을 동

별로 비교한 것이다. 현재 유효한 녹지서비스 

면적률은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는 

대명6동(94.4%)과 대명5동(92.3%)로 가장 높

았다. 반면, 현재 조성되어있는 공원시설에 의

해서는 봉덕1동(29.0%), 대명10동(24.1%)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낮은 동으로 분석되었는

데, 특히 이천동은 1.6%로 그 면적률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남구에 계획되어있는 미집행 근린공

원(2개소), 어린이 공원(5개소), 소공원(5개소)

이 조성된다면, 이천동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87% 증가하여, 대명5동(99.6%), 대명6동

(94.4%), 대명11동(88.7%)에 이어 4번째로 

면적률이 높은 동(88.6%)이 될 것으로 분석되

었다. 현재의 녹지서비스 면적율이 낮은 봉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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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B1 B2 B3 D1 D2 D3 D4 D5 D6 D9 D10 D11 I

① 29.0 72.1 52.7 81.2 53.7 43.2 36.5 92.3 94.4 78.5 24.1 88.7 1.6 

② 55.8 80.8 72.7 81.2 79.9 47.6 36.5 99.6 94.4 78.5 24.1 88.7 88.6 

③ 81.9 88.7 85.3 97.5 99.6 69.1 91.2 100.0 96.4 97.5 64.2 89.1 94.0 

②-① 26.8 8.8 20.0 0.0 26.2 4.5 0.0 7.3 0.0 0.0 0.0 0.0 87.0 

③-② 26.1 7.8 12.6 16.3 19.7 21.5 54.7 0.4 2.1 19.0 40.1 0.5 5.3 

① : green service ratio of constructed parks (Table 5), ② : green service ratio of constructed and unconstructed parks(Table 6), 
③ : total green service ratio of available areas for park construction as well as constructed and unconstructed parks(Table 7)

TABLE 8. Comparison of green service ratios by primary division(Dong) of Nam-gu 

(Unit: %)

동 역시 26.8%가 증가하지만, 다른 동에 비해 

높지 않은 녹지서비스율(55.8%)을 나타내고 

있다. 대명4동(36.5%)과 대명10동(24.1%)은 

미집행공원의 조성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않아 

향후에도 녹지서비스 면적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은 동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낮은 대명4동

(36.5%)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 새로운 녹지공

간 조성 후보지역에 대한 녹지사업 실현을 통

해 녹지서비스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시설과 학교를 중심으로 녹지공

간이 조성된다면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54.7% 

증가하게 되며, 현재 조성된 공원의 녹지서비스

를 포함했을 때 최종적으로 91.2%의 녹지서비

스 면적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낮은 대명10동(24.1%) 

역시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40.1%로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낮기 때문

에 남구에서 가장 낮은 녹지서비스율(64.2%)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명5동(100%), 

대명2동(99.6%), 대명1동 및 대명9동(97.5%)

은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높은 동으로써, 녹지서

비스의 중복 역시 높은 동이다(그림 7). 대명

11동, 대명6동은 정량적인 증가율이 각각 

0.5%, 2.1%로 높지 않으나 녹지서비스의 중복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린생활권 측면에서의 녹지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자, 대구광역시의 8개 행정구역 중 가장 높은 

1인당 공원면적률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인당 

근린생활공원면적은 가장 낮은‘남구’를 대상

으로 근린생활권 측면에서의 녹지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구의 근린공원, 어린

이공원, 소공원 및 문화공원에 대한 공간데이터

를 생성하고, 각 공원의 법적 유치거리를 기준

으로 도시공원의 녹지서비스 공급지역과 녹지

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녹지공간

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녹지서비스 공급지역을 분석하여, 향

후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공원의 녹지서비스 및 취약지역은 남구 도시

공원 중 현재 조성되어 있는 16개 공원(근린공

원 1개, 어린이공원 13개, 소공원 1개, 문화공

원 1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대비 

서비스 면적률을 비교하였을 때, 대명6동

(94.4%), 대명5동(92.3%), 대명11동(88.7%) 

및 대명1동(81.2%)은 조성공원에 의한 녹지서

비스가 충분한 지역이고, 반면 대명4동(36.5%), 

봉덕1동(29%), 대명10동(24.1%)는 조성공원

에 의한 녹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이천동(1.6%)은 조성공원에 의한 

녹지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남구에 계획되어있는 미집행 근린공원(2개소), 

어린이 공원(5개소), 소공원(5개소)이 조성된

다면, 이천동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87% 증가

하여, 대명5동(99.6%), 대명6동(94.4%), 대명

11동(88.7%)에 이어 4번째로 녹지서비스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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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88.6%)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명5동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다

양한 공원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녹지서비스 면

적률이 높을뿐만 아니라 녹지서비스의 중복이

용률 역시 가장 높다. 현재의 녹지서비스 면적

률이 낮은 봉덕1동 역시 미집행 공원의 조성으

로 인해 26.8%가 증가하지만, 다른 동에 비해 

높지 않은 녹지서비스율(55.8%)을 나타내고 

있다. 대명4동(36.5%)과 대명10동(24.1%)은 

미집행공원의 조성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않아 

향후에도 녹지서비스 면적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은 동으로 분석되었다. 즉, 미집행 도시공원

의 조성이 지역거주민의 녹지서비스 향상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도시공원 계획이 공

간적 배분에 있어 균등하게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일상생활

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내 공원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녹지서비스 취

약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낮은 대명4동

(36.5%)에 공공시설과 학교를 중심으로 녹지공

간이 조성된다면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54.7% 

증가하게 되며, 현재 조성된 공원의 녹지서비스

를 포함했을 때 최종적으로 91.2%의 녹지서비

스 면적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낮은 대명10동(24.1%) 

역시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40.1%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낮기 때문

에 남구에서 가장 낮은 녹지서비스율(64.2%)

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새로운 녹지공간

을 조성한다면, 남구의 모든 동은 50%이상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명5

동, 대명6동 등 녹지서비스 중복이용 가능지역

이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에 위치해있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구에 접

해있는 행정구역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녹지서

비스 공급면적은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는 녹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공원별 유치거리만을 고려해서 행

정구역별 녹지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 형평성있

는 공원배치를 위해서는 인구특성, 주거지역, 

공원유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추

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접근

성 분석을 위해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한 직선

거리를 분석하였는데 실제 공원이용자들의 접

근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녹지정책에

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리 분석을 

통해 공원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보다 현실적으

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공원녹지의 공간

적 배분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

으로, 녹지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학

교를 기준으로 어린이공원과 동일한 유치거리

를 적용하여 녹지서비스 확보공간을 분석하였

는데, 공공기관과 학교는 공원이 제공하는 녹지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린이 공원과 차별되는 유치거리 기준을 적용해

야 할 것이다. 정확한 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담

장허물기와 학교숲 정책이 추진된 공공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

하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녹지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형평성을 고려하는 녹지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확보

가 불리한 지역에서는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녹지사업 실현을 통해 도보

권 내 녹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도시공원을 계획할 때는 모든 

시민들이 도시공원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동

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공간적 

배분과 질적 수준에 있어 형평성과 다양성 원

칙에 맞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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